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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는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첫번째 
후원편지를 큰 기쁨과 간증으로 보낼 수 있게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본선교지 답사방문 

2018년 11월부터 한달간 선교예정지인 일본 카나자와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본의 
작은 교토라고 불리우는 카나자와는 예로부터 전쟁와 재난이 적어 전통문화와 유
물들이 잘 보존되어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희와 협력할 카나자와중앙교회는 약100여명 규모의 순수일본인교회로 카나자
와지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적 교단의 교회입니다. 선교사들과 잘 협력하지 않는
것이 일본교회의 특징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여 주셔서 이지역의 의미있는 
교회와 아름다운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본교회의 고령화와 젊
은사람들이 교회에 오지않는것, 그리고 일본사희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 함께 고
민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카나자와중앙교회 당회원들의 배려로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에 말씀을 전했습니
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그리스도의 피뭍은 복음으로 일본사회와 교회가 변화받
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정이 채워지는 은혜 

선교를 준비하며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재정에 대한 부분 이었지만 파송 
후 저희가족이 마주친 가장 첫번째 문제 또한 제정의 압박이였습니다. 일본에서 유
학생으로 있으면서 노가다 부터 웨이터까지 안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고 물질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허락하신 상황에 자족하는 훈련을 받고 있
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두렙돈을 사용하시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하
나님의 손길에 매일 감사가 넘칩니다. 저희는 5개의 협력교회와 50명의 정기후원
자 500명의 기도후원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입국전까지 모든 필요
가 채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안수 

현지일본교회와 무목교회(담임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말씀사역을 위해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고오라는 요청이 있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목사안수의 모든 절차위
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족은 목사안수와 후원개발로 당분간 미국에 머물게 됩니다. 미국에 있으면
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끼치는 선교 동원 사
역과 언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 분들과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HALOM JAPAN 기도편지  
양승일 Marcus  | 양제나 Jenna | 양찬 Declan

양승일 제나 찬 선교사 가족은  

미주GMP소속 일본 파송 선교사로  
카나자와(Kanazawa)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젊은이 전도와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dulos.yang@gmail.com 
yang@sarang.com 
1-714-678-8882 

후원관리 
<미국> 
임지혜 간사  
gmpamerica@gmail.com 
240-786-8440  
<한국> 
최은비 간사 
binchae153@gmail.com 
02-6462-1532 

카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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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기도제목  /  양승일 제나 찬 선교사 

1. 카나자와중앙교회와 아름다운 협력사역으로 카나자와지역에 영적 대 변혁이 있게 하소서. 

2. 5개의 협력교회 50명의 정기후원자 500명의 기도후원자로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게 하소서. 

3. 목사안수의 모든 절차가운데 함께하셔서 겸손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2019년 2월 기도제목 양승일/제나/찬 선교사 

1.카나자와중앙교회와 아름다운 협력사역으
로 카나자와지역에 영적 대 변혁이 있게 하
소서 

2.5개의 협력교회 50명의 정기후원자 500명
의 기도후원자로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게 
하소서. 

3.목사안수의 모든 절차가운데 함께하셔서 
겸손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